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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whether stem bark extract containing saponin of Albizzia juli-
brissin in the diet influences gonadal maturation and spawning in medaka (Oryzias latipes). The crude
extraction containing saponin (HaBC) was partially purified from n-BuOH extraction of A. julibrissin
stem bark by Diaion HP-20, Silica gel and Sephadex LH-20 chromatographies. We fed diets supple-
mented with HaBC to medaka. We then studied the effects of the HaBC supplement on the sup-
pression of gonadal maturation and spawning in female medaka that were reared in aquaria with re-
circulation systems. In the experiment with immature female medaka, the periods of initiation of go-
nadal maturation and spawning were delayed in the fish that were fed diets supplemented with at
least HaBC 20 mg/g-feed. In the experiment with mature female medaka, the fish that were fed diets
supplemented with at least HaBC 20 mg/g-feed had lower GSIs than the control diet group di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rowth of the immature medaka was not correlated with the amount of sup-
plementation of HaBC in the diet. However, the condition factors (CF) in the medaka that were fed
diets supplemented with at least HaBC 20 mg/g-feed were higher than in the medaka fed on the con-
trol diet. We concluded that extracts containing saponin from the stem bark of A. julibrissin have the
potential to inhibit gonadal maturation in female medaka, but they did not act as growth stimulation.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determine the mechanism of the action.

Key words : Stem bark extracts, Albizzia julibrissin, medaka Oryzias latipes, inhibition of gonadal maturation

*Corresponding author

*Tel：+82-51-890-1524, Fax：+82-51-890-1521

*E-mail : chhan@de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Print) 1225-9918
ISSN (Online) 2287-3406

Journal of Life Science 2013 Vol. 23. No. 3. 333~340 DOI : http://dx.doi.org/10.5352/JLS.2013.23.3.333

서 론

자귀나무(Albizzia julibrissin Durazz)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산과 들에서 자라며 키가 5~15 m에 이르는

콩과 식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관상수로 사용하기도 한다.

자귀나무는 합환목(合歡木)이라고 부르고, 그 줄기의 껍질을

합환피(合歡皮)라고 부른다. 예로부터 합환피 추출물을 불면

증치료, 이뇨제, 강장제, 진통제 등의 민간요법에 사용되어

왔다[32]. 자귀나무의 껍질에는 불안이나 우울증을 해소하는

진정효과[20, 23], 항산화효과[18], 그리고 항암효과[31]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꽃에서는 자궁수축작용[22]을 하

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합환피로부터 sap-

onin [4, 25], phenolic glycosides [21], triterpenes [3], fla-

vonoids [22] 등의 다양한 물질들이 분리되어 그 구조가 밝

혀지기도 하였다.

특히 콩과식물의 saponin은 뇌하수체 세포로부터 luteiniz-

ing hormone의 분비를 억제한다는 보고[26]가 있으며, 콩과식

물에 속하는 자귀나무속의 A. lebbeck의 껍질 추출물을 쥐에

먹인 결과 수컷의 Leydig 세포의 크기와 수, 정자 수 그리고

정자의 활성이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15]. Quillaja

saponaria에서 추출 분리한 saponin도 담수 산 어류인 tilapia의

산란양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어 saponin이 동물의 생

식소 성숙 억제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2].

어류의 생식소 억제 기술은 양식 어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

는데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어류의 암컷들은 생식소 성숙에

쓰이는 에너지의 양이 20% 내외로 대단히 많기 때문에 암컷의

불임을 유도하거나 생식소의 성숙을 억제하면 생식활동에 사

용되는 에너지를 성장이나 대사에 이용될 수가 있어서 성장을

촉진시키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다. 이

러한 이론적 근거로 불임성 3배체 어류를 생산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2, 6, 10, 29]. 그러나 불임성 3배체 암컷은 생식

소 발달 억제로 인해 정상적인 2배체에 비해 2년 후에는 1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다는 보고들이 있으나[2], 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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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graph of immature medaka 3 months of age after hatching (A), and photomicrograph of a gonad on an immature

female medaka (B)

적, 생리적 기능이 정상적인 어류에 비해 떨어져 폐사율이 높

고 소비자의 인식문제로 최근에는 양식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1, 14]. 또한 성장 촉진을 위해 성장호르몬 유전자 변형

어류 생산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져왔으나[7, 9, 24, 27, 31]

이 또한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와 유전자재

조합식품에 대한 기피현상 때문에 산업화가 되지 못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어류의 생식소 성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천연식물로부터 찾아내어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

식소 성숙 시스템을 제어함으로써 어류양식의 생산성을 높이

고자 하는 연구의 일환으로써 콩과 식물인 자귀나무 껍질로부

터 saponin 분획이 함유한 추출물을 얻고, 이를 첨가한 사료를

송사리에 먹여 생식소 성숙 억제 효과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로부터 조 saponin 분획 분리

자귀나무(A. julibrissin)의 껍질(합환피)은 현대약업사

(Busan,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이 약재에 대한 진위여부

는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의뢰하여 확인하였다. 시료를 건

조하여 분말로 만든 후 분말(3.0 kg)에 methanol (MeOH) 10

l를 넣어 65℃에서 4시간 동안 3회 반복하여 추출하였다.

MeOH 추출물로부터 saponin이 함유된 분획물을 얻기 위해

Won et al. [30]이 saponin이 함유된 추출물(HaBC)을 분리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MeOH 추출물을 n-BuOH로 분획시킨

다음, Diaion HP 20, Silica gel, Sephadex LH-20을 이용하여

saponin이 함유된 분획물인 HaBC를 얻었다. HaBC 내의 합환

피 saponin인 Julibroside III의 함량은 분석용 HPLC (Waters

510, μ- Bondapak C18 column, 216 nm)를 사용하여 조사하였

으며, 본 실험에 사용한 추출물, HaBC 내의 saponin 함량은

16%였다.

시험어의 사육

실험에 사용한 송사리(Oryzias latipes)는 미국 Carolina TM

Science & Math에서 연중 산란을 하도록 개발된 것으로 화

학연구원 안전성평가 연구소로부터 구입하였다. 송사리는

45 cm
L
×36 cm

H
×30 cm

W
의 유리 수조들을 장치하고 실험 종

류에 따라 12마리에서 40마리씩 수용하였으며, 암수는 3:1의

비율로 넣어주었다. 모든 수조는 25℃로 일정하게 유지하였

다. 광주기는 15L9D로 장일 조건으로 조정하였으며, 먹이는

Tetra사의 사료를 체중의 5%가 되도록 하루에 2회 공급하였다.

Saponin이 함유된 추출물의 생식소 억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사료에 추출물을 일정한 양으로 흡착시킨 사료를 송사리

에 공급하면서 사육 실험을 하였다.

산란양 조사

송사리의 생식소 성숙 억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송사리의 산란양을 조사하였다. 채란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

해 수조 내에 스폰지를 넣어주었으며, 매일 스폰지를 수거하

여 산란된 양을 조사하였다.

생식소 성숙 및 조직학적 조사

생식소의 성숙상태는 생식소체중비(GSI: gonadosomatic

index=(gonad weight/body weight)×100)를 산출하여 나타냈

으며, 적출된 생식소는 Bouin’s액에 고정한 후 탈수하여 상법

인 paraffin 절편법에 의해 5～6 μm 두께로 연속 절편하여

hansen' hematoxylin 과 eosin으로 이중 염색하여 생식세포의

발달 상태를 조사하였다. 간에 대해서는 간체중비(HSI: hep-

atosomatic index=(liver weight/body weight)×100)를 산출하

였으며, 적출된 간에 대해서도 생식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

직학적 조사를 하였다.

결 론

미숙한 어류에 대한 생식소 발달 및 산란억제 작용

미숙한 상태의 송사리에 HaBC를 첨가한 사료를 주었을 때

생식세포의 형성과 발달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부화

후 3개월째 되는 미숙한 송사리 개체들을 사용하여 생식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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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effects of supplementation of HaBC in feed on first spawning days and number of daily spawning eggs of

medaka O. latipes. Initial experimental medakas were immature, with a mean body length of 1.0±0.3 cm

amount of supplementation of HaBC in feed

Control 10 mg/g 20 mg/g 40 mg/g

Rearing days 46 46 87 107

No. of spawning eggs/day/individual 14.5 20.0 13.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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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hanges of GSI in immature medaka (O. latipes) fed

diets supplemented with HaBC 10 mg/g-feed, 20

mg/g-feed and 40 mg/g-feed.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E.

달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실험이 시작되는 시

점의 송사리의 크기와 생식소의 발달 상태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체장이 1.0±0.3 cm이었으며, 생식소에 대해

조직학적 상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생식소의 절취가 불가능

한 상태이어서 GSI를 측정할 수가 없었으나, 생식소의 난모세

포들은 대부분 주변인기의 난모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성숙초

기의 난모세포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에 대해 HaBC를 사료에 각각 10 mg/g-feed, 20

mg/g-feed 그리고 40 mg/g-feed되도록 첨가하여 송사리에

Fig. 3. The changes of histological phases of ovary in immature

medaka (O. latipes) fed diets supplemented with HaBC

10 mg/g-feed, 20 mg/g-feed and 40 mg/g-feed.

체중의 10%가 되도록 하루에 2회 급이하면서 129일간 사육하

였으며, 사육 후 45일, 97일 그리고 127일 째 되는 날에 사육중

인 송사리 일부를 채집하여 GSI와 생식소에 대한 조직학적

조사를 하여 GSI의 변화는 Fig. 2에, 생식소의 조직학적 양상

은 Fig. 3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산란이 처음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와 평균 산란양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육 45일 후 대조구와 10 mg/g-

feed에서는 GSI가 각각 5.91±1.41%와 5.22±1.46% 전후의 높은

값을 보였지만 20 mg/g-feed과 40 mg/g-feed 실험구에서는

GSI가 각각 1.44±0.37%와 1.44±0.20%로 낮은 값을 보였다. 생

식소에 대한 조직학적 조사에서도 대조구와 10 mg/g-feed에

서는 완숙된 난모세포와 성숙중인 난모세포들이 관찰되어 성

숙 중에 있었으나, 20 mg/g-feed과 40 mg/g-feed 실험구에서

는 주변인기의 난모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97일째에는 20 mg/g-feed 실험구에서

도 GSI가 5.94±0.12%로 증가하였으며, 암컷의 난소 내에도 난

황형성이 이루어진 성숙중인 난모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40 mg/g-feed 실험구에서는 GSI가 1.44±0.20%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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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보였으며, 조직학적 상태에서는 아직도 주변인기의 난모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육 127일째가 되었을 때는 40

mg/g-feed 실험구에서도 GSI가 15.73±1.03%로 높은 값을 보

였으며, 다른 실험구와 동일한 성숙상태에 있었다.

각 실험구에서의 산란이 시작되는 시점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조구와 10 mg/g-feed 실험구에서는 사육 46일째

산란을 하는 개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20 mg/g-feed

와 40 mg/g-feed 실험구에서는 각각 87일과 107일째부터 산

란하는 개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성숙한 송사리에 대한 생식소 성숙 및 산란억제 효과

성숙한 암컷 송사리에게 HaBC가 참가된 사료를 먹였을 때

생식소의 성숙억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생식소가 발달하여

연속적으로 산란을 행하고 있는 평균 체중 0.44 g, 체장 3.62

cm되는 송사리를 대상으로 산란양과 GSI의 변화를 조사하였

다. 한 실험구에 2개의 수조를 사용하였으며 하나의 사육수조

~1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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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changes of the number of daily spawning eggs in

adult female medaka (O. latipes) fed diets supplemented

with HaBC 10 mg/g-feed, 20 mg/g-feed and 40

mg/g-feed for 90 days.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E.

에 암컷 10마리, 수컷 5마리를 수용하여 90일간 사육하였다.

사육기간 동안의 일일 평균 산란양의 변화는 Fig. 4에 나타내

었으며, 실험 종료 후 각 실험구의 GSI와 생식소에 대한 조직

학적 상태는 Fig. 5와 6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육 15일 동안 일일 평균 산란양

은 모든 실험구에서 대조구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 사육실험을 시작하여 30일째부터 50일까지 기간 동안 일

일 평균 산란양에서도 각 실험구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육기간이 60일에서 90일 동안의 일일 평균

산란양은 대조구와 10 mg/g-feed 실험구에서는 각각 10.55±

1.30 개와 8.96±0.41 개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러나 20 mg/g-feed와 40 mg/g-feed 실험구에서는 각각

5.31±0.93 개, 1.84±0.47 개로 나타나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p<0.05) 낮은 값을 보였으며, HaBC의 첨가량이 많을 수록 산

란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GSI의 변화에서는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암컷에서

는 대조구와 10 mg/g-feed 실험구에서 GSI가 각각 10.21±

0.70%와 8.736±0.35%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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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effects of diets supplemented with HaBC 10 mg/

g-feed, 20 mg/g-feed and 40 mg/g-feed on GSI in adult

female and male medaka (O. latipes) reared for 90 days.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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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changes of histological phases of ovary in mature

female medaka (O. latipes) fed diets supplemented with

HaBC. A: control (0 mg/g-feed), B: 10 mg/g-feed, C: 20

mg/g-feed, D: 40 mg/g-feed. Scale bars represent 5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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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effects of diets supplemented with HaBC 10 mg/

g-feed, 20 mg/g-feed and 40 mg/g-feed on HSI in adult

female medaka (O. latipes) reared for 90 days.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E.

mg/g-feed와 40 mg/g-feed 실험구에서는 각각 5.94±1.04%와

5.64±1.63%로 나타나 대조구에 비해 유의한(p<0.05) 감소를 보

였다. 암컷에서는 HaBC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GSI가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으나, 수컷에서는 실험구에 따른 GSI의 유의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Fig.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암컷 생식소의 조직학적 조사

에서는 대조구와 10 mg/g-feed로 첨가한 실험구의 송사리 난

소 내 난모세포들이 여러 단계의 발달 상태에 있었으며, 난모

세포의 수도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HaBC를 20

Fig. 8. Histological phases of liver in mature medaka (O. latipes)
fed diets supplemented with HaBC. A: control (0

mg/g-feed), B: 10 mg/g-feed, C: 20 mg/g-feed, D: 40

mg/g-feed. Scale bars represent 50 μm.

mg/g-feed와 40 mg/g-feed로 첨가한 사료를 먹인 실험구의

송사리 난소에는 여러 단계의 난모세포들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난모세포들의 수가 대조구와 10 mg/g-feed 실험구에

비해 비교적 적게 관찰되었다.

간에 대한 조사에서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HaBC의 첨

가량이 많을수록 HSI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40 mg/

g-feed의 실험구에서는 다른 실험구에 비해 유의하게(p<0.05)

감소하였다. 또한 간 조직에서도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구의 축적이 HaBC의 첨가량이 많을 수록 적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성장과 생존에 미치는 영향

HaBC를 사료에 첨가하여 어류에 먹였을 때 생식소의 발달

억제와 더불어 성장에 대한 억제효과도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 상기 미숙한 송사리에 대한 실험 표본으로부터

체장, 체중 및 비만도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송사리에

대한 체성장과 비만도에 대해서는 Fig. 9에 나타내었다. 미숙

한 암컷 송사리에 대해 127일간 HaBC를 10 mg/g-feed, 20

mg/g-feed 그리고 40 mg/g-feed로 사료에 첨가하여 주었을

때 각 실험구 간 체중이나 체장에 대한 최종적인 변화는 보이

지 않았으나, 비만도에서는 20 mg/g-feed와 40 mg/g-feed 실

험구에서 다른 실험구에 비해 유의하게(p<0.05) 높은 값을 나

타내었다.

HaBC를 참가한 사료를 먹이면서 127일간 송사리를 사육하

였을 때 생존율의 변화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송사리는 모든

실험구에서 95%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실험구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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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effects of diets supplemented with HaBC 10 mg/g-
feed, 20 mg/g-feed and 40 mg/g-feed on body weight,
body length and condition factor (CF) in immature
medaka (O. latipes) for 127 days.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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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effects of diets supplemented with HaBC 10 mg/

g-feed, 20 mg/g-feed and 40 mg/g-feed on survival

rate in immature medaka (O. latipes) for 127days.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자귀나무(A. julibrissin)의 껍질(합환피)로부

터 추출 분리한 saponin 성분이 함유된 분획물이 어류의 난

성숙 및 산란을 억제시키는지를 구명하기 위하여 송사리(O.

latipes)에 HaBC를 첨가한 사료를 먹여 생식소 성숙 및 산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부화 후 3개월째 되는 평균 체장이 1.0±0.3 cm인 어린 미숙

한 송사리들에게 HaBC의 첨가농도를 달리한 사료를 먹이면

서 난소 발달 상태와 산란이 시작되는 시점을 조사하였다.

사료 1 g에 20 mg 이상 첨가한 사료를 먹인 어린 송사리에서

생식소의 발달 속도가 대조구에 비해 지연되었으며, 산란 시

기도 지연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성숙한 송사리에 대한

실험에서도 수컷에서는 GSI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

만 암컷에서는 GSI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보여 saponin 성분이

함유된 HaBC는 송사리의 생식소 발달을 저해하는 효능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aponin 성분이 어류의 생식소 발

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로는 나일 틸라피아(Oreochromis

niloticus)에 Quillaja saponin을 사료에 첨가하여 먹였을 때 산

란과 암수의 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가 있다[11,

12]. 이들 연구에서 Quillaja saponin을 사료에 300 mg/

kg-feed로 첨가하여 먹였을 때 14주후에 산란이 억제되었으

며, 수컷의 비율을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들로 보아 본 연구에서 HaBC가 송사리의 암컷

생식소의 발달을 억제하는 것은 HaBC에 함유되어 있는 sap-

onin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한편, 송사리의 수컷에서는 saponin이 16%를 함유하고 있

는 HaBC가 생식소 발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자귀나무와 동일한 속(Genus)에 속하는 A. leb-

beck의 saponin 분획물(saponin 함량, 8.29%)을 50 mg/

kg-BW/day로 수컷 쥐에 경구 투여하였을 때 Leydig cells의

발달을 억제하고 정자의 밀도와 활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15]. 그리고 saponin이 함유된 식물의 추

출물이 쥐의 수컷의 정소의 무게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도 있다[5, 16, 17]. Saponin은 쥐와 같은 포유류에서는

수컷 생식소의 발달에 저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어류에서

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틸리피아와 잉어에 Quillaja saponin을 첨가한 사료를 먹였

을 때 유의한 높은 성장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들[11, 12]이 있

으나, 본 연구의 송사리에서는 HaBC를 20 mg/g-feed 이상

첨가한 사료를 먹였을 때 암컷에서 생식소 억제로 인한 성장

촉진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귀나무의 saponin 분획

물을 먹였을 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길이 성장

이나 체중의 증가에는 영향이 없었으나, 20 mg/g-feed 이상

첨가한 사료를 먹인 실험구에서 암컷의 비만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컷의 전체 체중에는 변화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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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소의 무게가 감소함으로 인해 비만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넙치를 비롯해서 해산어류들은 일반적으로 암컷이 수컷보

다 성장이 빠르고, 수컷은 상품크기에 이르기 전에 성적으로

성숙하는 경향이 있어서 암컷만을 양식하는 것이 양식 생산량

을 향상시키고 일정한 상품크기를 생산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암컷만을 양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18,

28]. 넙치의 암컷은 2년생부터 성적으로 성숙하여 생식소가

발달하고 산란을 하게 되면 에너지의 고갈로 생존율이 급격하

게 떨어져 산란하기 전까지 양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암컷의

불임을 유도하면 생식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성장에 이용

되어 성장을 촉진시키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제안을 많

이 해왔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생식소 성숙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면 생식소 성숙을 억제하여 체력저하를 막아

암컷의 높은 생존율을 유지함으로써 어류양식의 경쟁력을 높

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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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자귀나무 추출물이 송사리(Oryzias latipes) 생식소 성숙에 대한 억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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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대학교 분자생물학과, 2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관실, 3동의대학교 생명응용학과, 4동의대학교 한의학과)

사료에 첨가된 saponin이 함유된 자귀나무(Albizzia julibrissin) 껍질 추출물이 송사리(Oryzias latipes)의 생식소

성숙과 산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귀나무(A. julibrissin) 껍질의 n-BuOH 추출물로부터 Diaion

HP-20, Silica gel과 Sephadex LH-20 chromatography들을 이용하여 조 사포닌 분획물(HaBC)을 분리하였다. 실

험 어류들은 순환여과 장치 시스템의 수조에서 사육하였으며, HaBC를 첨가한 사료를 급여하여 암컷의 생식소

성숙 억제 및 산란 억제 효과를 조사하였다. 미성숙 송사리들에 대한 실험에서 사료에 HaBC를 20 mg/g-feed

이상 첨가한 사료를 먹인 어류들은 생식소의 성숙과 산란을 개시하는 시기가 지연되었다. 또한 성숙한 암컷 송사

리들도 HaBC를 20 mg/g-feed 이상 첨가한 사료를 먹었을 때 대조구에 비해 낮은 GSI 값을 보였다. 미성숙한

송사리에 대한 길이 성장이나 체중에 대한 변화는 HaBC의 첨가량에 관계가 없었으나, 비만도(CF)에서는 HaBC

를 첨가한 사료를 먹인 어류들이 대조구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자귀나무(A. julibrissin)의 껍질

로부터 분리한 saponin 분획물은 송사리 암컷의 성숙을 억제할 수 있었지만, 성장 촉진에는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았다. 이들 작용 기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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